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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서지보호기 시방서  
   

 

낙뢰/서지로 인한 유도, 개폐서지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뢰/서지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규격과 성능을 요구한다.  

 

1. 일반조건  

   가. 낙뢰에 의한 유도, 개폐서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구성이어야 

한다.  

   나. 전원용 보호기는 동작상태 및 고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기존에 설치된 설비의 유효 공간에 추가할 수 있도록 2 항 각호에 

규정한 규격(Size) 이내 이어야 한다.  

   라. 보호하고자 하는 설비에 가깝게 취부 하도록 해야 한다.  

   마. 설치 전에 전원전압과 상, 접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낙뢰/서지보호기는 2 항 각각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 제품은 향후 유지보수 등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한 제조사의 

물품이여야 하며, 제조사가 서로 다른 물품을 조합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능조건  

 

   가. 전원용 낙뢰보호기  

 

     1) 최대연속사용전압(MCOV) : 275Vrms 이상  

     2) 보호모드 : L-N, L-G, N-G  

     3) 제한전압 :  

         ㅇ 통신, 제어, 영상용 : 시험조건에서 50V 이하  

         ㅇ CCTV, 일반전원용 : 시험조건에서 800V 이하  

         ㅇ 소방설비 전원용 : 시험조건에서 500V 이하  

         ㅇ 시험조건 : IEEEE C62.41 6KV/3KA 1.2/50us, 8/20us 표준파형 

인가  

     4) 서지용량 : 40kA(분전반), 80kA(수배전반)  

     5) 안전장치   

         - 전력계통에 발생되는 고장으로 인한 과전류 또는 과열발생시 

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중안전구조(차단기능)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보호기 단락 발생시 단락전류가 20A 이내에서 보호기 자체에서 

차단능력이 있어 계통의 파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표시장치 : 정상/비정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동작속도 : 1ns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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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납품검사 시험( 담당자 입회하에 검수시험 실시 )  

        ㅇ 제한전압 : 6kV/3kA 인가시험조건에서 500V 이하  

        ㅇ 최대연속사용전압(MCOV) 시험  

           AC 전압을 0V 부터 상승시켜 275V 에 이르기까지 누설전류가 

1mA 를 초과하지 안아야 한다.   

        ㅇ 일시적 과전압(TOV) 시험  

          -보호기의 각 모드에 일시적인 과전압(AC300V)을 인가하여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거나, 열폭주가 발생한다면 회로로부터 분리하여 위험 

상태를 초래하면 아니 된다.  

        ㅇ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전원용 SPD 는 AC 정격전압을 중첩시킨 

상태에서 6kV/3kA (1.2x50us, 8x20us)인가시험을 하여 ELB 가 TRIP 되지 

않아야 한다.  

     9) 외관  

        ㅇ 전원함체 내부의 교류전원 인입단자에 병렬접속, 접지부스바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ㅇ SIZE 는 표준 50AF 차단기와 같은 규격이어야 하며, (가로 x 

서로 x 높이)가 50  x 110 x 72 이내이어야 한다.  

        ㅇ DIN-Rail TYPE 으로 35mm 표준형 찬넬에 원터치로 취부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10) 재질  

        - 외형 케이스는 두께 1.0mm 이상의 고난연성 재질의 소재를 

사용하며, 그 내부 는 방진, 방습 및 폭발위험에 대비하여 몰딩처리를 해야 

한다.  

      11) 부품 및 접속방법  

        - 주 전원용 보호기의 보호소자는 40kA 이상의 단일 소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접속방식은 작업성이 용이한 압착터미널 단자취부방식 이어야 

한다.  

      12) 설치위치(UL1449 기준)   

        - 변압기 2 차측 : ACB 후단  

        - 분전반 : MCCB 후단, 누전차단기 앞단  

           

  나. 신호용 낙뢰보호기 (소방설비)  

     1) 최대연속사용전압(MCOV) : 16V DC  

     2) 보호모드 : L1-L2, L1-G, L2-G  

     3) 제한전압 : 4kV/2kA 인가시험조건에서 50V 이하  

     4) 서지용량 : 20kA  

     5) 정전용량 : L-L, L-G 에 대하여 20pF 이내이어야 한다.  

     6) 대 역 폭 : 100MBPS  

     7) 삽입손실 : 0.2dB 이내(DC~2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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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관  

        - 인입단자에서 직렬접속, 접지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Size : (가로 x 서로 x 높이)가 45 x 95 x 35 (mm) 이내 이어야 

한다.  

      9) 재질  

        - 외형 케이스는 두께 1.0mm 이상의 고난연성 재질의 소재를 

사용하며, 그 내부 는 방진, 방습 및 폭발위험에 대비하여 몰딩 처리한다.  

 

   다. CCTV 카메라 보호용 서지보호기    

     - 설치공간의 효율화 및 보호성능향상을 위하여 전원부과 영상부가 

일체형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 전원부  

     1) 최대연속사용전압(MCOV) : 275Vrms 이상  

     2) 보호모드 : L-N, L-G, N-G  

     3) 제한전압 : 4kV/2kA 인가시험조건에서 720V 이하  

     4) 서지용량 : 40kA(Mode)  

     5) 접속방식 : 병렬접속 방식  

     6) 동작속도 : 1ns 이내  

     7) 단    자 : Screw Bolt  

 

     - 영상부  

     1) 최대연속사용전압(MCOV) : 16V DC  

     2) 보호모드 : L-G  

     3) 제한전압 : 4kV/2kA 인가시험조건에서 50V 이하  

     4) 서지용량 : 20kA  

     5) 동작속도 : 1ns 이내  

     6) 접속방식 : 직렬접속 방식  

     7) 정전용량 : L-L, L-G 에 대하여 20pF 이내이어야 한다.  

     8) 대 역 폭 : 100MBPS  

     9) 삽입손실 : 0.2dB 이내(DC~20MHz)  

     10) 단    자 : BNC  

 

     - 통신부(제어기능이 필요한 모델)  

     1) 최대연속사용전압(MCOV) : 16V DC  

     2) 보호모드 : L1-L2, L1-G, L2-G  

     3) 제한전압 : 4kV/2kA 인가시험조건에서 50V 이하  

     4) 서지용량 : 20kA  

     5) 동작속도 : 1ns 이내  

     6) 접속방식 : 직렬접속 방식  

     7) 정전용량 : L-L, L-G 에 대하여 20pF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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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 역 폭 : 100MBPS  

     9) 삽입손실 : 0.2dB 이내(DC~20MHz)  

     10) 단    자 : Screw Bolt  

 

 

       

     - CCTV 용 일반사항  

     1) 외관 : 외형 케이스는 두께 1.0mm 이상의 고난연성 재질의 소재를 

사용하며, 그 내부는 방진, 방습 및 폭발위험에 대비하여 몰딩 처리한다.  

     2) 크기 : (가로 x 서로 x 높이)가 75 x 85 x 45 (mm) 이내의 공간에 

취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접지 : 통신접지와 전원접지의 단자가 분리되어야 한다.  

     4) 옥내용 : 접지선로가 없는 옥내용과 옥외용 중 대지접지가 없는 

경우, 비접지로서 보호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라. 신호용 낙뢰보호기 (집합형)  

     1) 구    조 : 19“ 표준 Rack 타입  

     2) 채 널 수 : 8/16 채널  

     최대연속사용전압(MCOV) : 16Vrms  

     2) 보호모드 : L1-L2, L1-G, L2-G  

     3) 제한전압 : 4kV/2kA 인가시험조건에서 50V 이하  

     4) 서지용량 : 20kA  

     5) 동작속도 : 1ns 이내  

     6) 접속방식 : 직렬접속 방식  

     5) 정전용량 : L-L, L-G 에 대하여 20pF 이내이어야 한다.  

     6) 대 역 폭 : 100MBPS  

     7) 삽입손실 : 0.2dB 이내(DC~20MHz)  

     8) 단    자 : Screw Bolt  

     9) 모   듈 : 모듈의 케이스는 두께 1.0mm 이상의 고난연성 재질의 

소재를 사용하며, 그 내부는 방진, 방습 및 폭발위험에 대비하여 몰딩 

처리한다.  

     10) 유지보수 :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하여 각각의 모듈단위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 이어야 한다.  

 


